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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오리피스는 배관내에 유량측정이나 감압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선박용 엔진에서도 배기 시스템의 한 요소인 EGB(exhaust gas bypass) 배관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EGB 배관은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터보차저의 과부하를 예

방하기 위해 고압의 배기가스를 저압의 receiver로 우회(bypass)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유체가 배관내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압력강하로 인한 양력의 발생으로 와류가 생성된

다. 발생된 와류는 피드백으로 인한 공명으로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강한 순음을 내는 

휘슬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휘슬링 현상으로 인해 덕트 주위와 출구

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내의 오리피스에서 발생하는 휘슬링 현상에 대하여 축대칭 모델을 

이용한 유동해석과 음향해석을 통하여 규명하고 이를 기존 문헌의 실험 결과와 비교 검

증하였다. 휘슬링 제어 방법은 오리피스의 형상변경이나 다중 오리피스의 적용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입구유속과 오리피스 직경 변화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조

건의 오리피스에 대한 휘슬링 제어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석방법으로는 유동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음향해석을 진행하는 hybrid 방법을 이용

하였다. 유동해석은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상태의 평균 유동장을 구하였다. 음향해석

에서는 LNS(lineariz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덕트내 평면파로 진행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고려하였다. 음향해석 결과를 이용하

여 평면파로 진행하는 음장의 밀도로 이루어진 two port system으로 산란행렬을 구하였



 

고, 산란행렬의 고유치해석을 통한 음향 파워의 소산을 계산하여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주파수 범위를 예측하였다. 

축대칭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는 참고 문헌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해석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휘슬링 현상의 

제어를 위해 오리피스 형상 변경(베벨, 다공) 및 이중 오리피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압력강하가 작아도 되는 경우 단일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 20~30도를 

적용하면 휘슬링이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공 오리피스나 앞단에 베벨을 적용한 

이중 오리피스를 적용한다면 충분한 압력강하와 휘슬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유속이 변하는 경우와 오리피스 직경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한 결

과, 다양한 오리피스에 대해서 위에서 제시한 휘슬링 제어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i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 1 

1.2. 선행 연구 ···················································································································································· 3 

1.3. 연구 개요 ···················································································································································· 4 

2. 지배방정식 ························································································································································· 6 

2.1. 유동해석 ······················································································································································ 6 

2.2. 음향해석 ······················································································································································ 9 

3. 해석 방법 ························································································································································ 11 

3.1. 유동해석 ··················································································································································· 11 

3.1.1. 유동해석에 대한 설정 ················································································································· 11 

3.1.2. 유동해석 결과 ································································································································· 14 

3.1.3. 형상 모델링 방법 검토 ·············································································································· 17 

3.2. 음향해석 ··················································································································································· 19 

3.2.1. 음향해석 경계조건 ······················································································································· 20 

3.2.2. 음향해석 결과 ································································································································· 22 

3.2.3. 휘슬링 가능성 ································································································································· 23 

3.3. 해석 방법 검증 및 검토 ··················································································································· 26 

3.3.1. 실험결과와의 비교 ······················································································································· 26 

3.3.2. 형상 모델링 방법에 따른 휘슬링 가능성 검토 ······························································ 29 

3.3.3. 음향해석의 벽면 경계조건에 대한 검토 ············································································ 31 

4. 휘슬링 제어 방법 ········································································································································ 32 



ii 

4.1. 휘슬링 제어 방법 검토 ····················································································································· 33 

4.1.1. 오리피스 앞단 베벨 각도 ·········································································································· 35 

4.1.2. 이중 오리피스 ································································································································· 40 

4.1.3. 앞단 베벨 이중 오리피스 ·········································································································· 44 

4.1.4. 다공 오리피스 ································································································································· 48 

4.2. 휘슬링 제어 방법 적용 ····················································································································· 52 

4.2.1. 유속 변화 시 휘슬링 제어 검토 ···························································································· 56 

4.2.2. 오리피스 직경 변화 시 휘슬링 제어 검토 ······································································· 60 

5. 결론···································································································································································· 64 

참고 문헌 ································································································································································· 65 



iii 

List of figure 

 

Fig. 1.1 Exhaust system of marine engine ··························································································· 1 

Fig. 1.2 EGB (exhaust gas bypass) duct [1] ······················································································ 2 

Fig. 1.3 Orifice plate··········································································································································· 2 

Fig. 1.4 Study process ······································································································································ 4 

Fig. 3.1 Geometry of duct with orifice (unit: mm) ······································································· 12 

Fig. 3.2 CFD mesh ············································································································································ 13 

Fig. 3.3 Velocity contour for total duct ······························································································· 14 

Fig. 3.4 Pressure contour around orifice plate ··············································································· 15 

Fig. 3.5 Velocity contour and streamlines around orifice plate ············································ 15 

Fig. 3.6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at centerline of duct ········································· 16 

Fig. 3.7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w.r.t. geometry modeling ······························ 17 

Fig. 3.8 Acoustic analysis mesh ··············································································································· 21 

Fig. 3.9 Contour and centerline distribution of density perturbation (upstream 

excitation) ····························································································································································· 22 

Fig. 3.10 Two port system ·························································································································· 23 

Fig. 3.11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frequency domain (black circle: 

experiment [6], red line: simulation) ··································································································· 26 

Fig. 3.12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Strouhal number domain (black 

circle: experiment [6], red line: simulation) ···················································································· 27 

Fig. 3.13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geometry modeling ················ 29 

Fig. 3.14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wall boundary condition (black 

circle: experiment [6], blue line: no slip at orifice wall, red line: slip at orifice wall)

······················································································································································································ 31 



iv 

Fig. 4.1 Pressure drop w.r.t. orifices with rear bevel ································································ 33 

Fig. 4.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s with rear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bevel case)········································································································································ 34 

Fig. 4.3 Geometry of single orifice with front bevel (unit: mm) ·········································· 35 

Fig. 4.4 Pressure drop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 35 

Fig. 4.5 Velocity contour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36 

Fig. 4.6 Perturbation of acoustic density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at 1,900Hz) 

······················································································································································································ 37 

Fig. 4.7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bevel case)········································································································································ 38 

Fig. 4.8 Geometry of double orifice with sharp edge (unit: mm) ········································ 40 

Fig. 4.9 Pressure drop w.r.t. double orifices ··················································································· 40 

Fig. 4.10 Velocity contour w.r.t. double orifices ··········································································· 41 

Fig. 4.11 Perturbation of acoustic density w.r.t. double orifices (at 1,900Hz) ·········· 42 

Fig. 4.1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double orifices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ouble orifice case) ······························································································································ 43 

Fig. 4.13 Geometry of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unit: mm) ····································· 44 

Fig. 4.14 Pressure drop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44 

Fig. 4.15 Velocity contour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 45 

Fig. 4.16 Perturbation of density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at 1,900Hz) 

······················································································································································································ 46 

Fig. 4.17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case) ···················································· 47 

Fig. 4.18 Geometry of cross section of multi-hole orifices ··················································· 48 

Fig. 4.19 Pressure drop w.r.t. multi-hole orifices ······································································· 48 



v 

Fig. 4.20 Velocity contour w.r.t. multi-hole orifices ·································································· 49 

Fig. 4.21 Perturbation of density w.r.t. multi-hole orifices (at 1,900Hz) ····················· 50 

Fig. 4.2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multi-hole orifices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multi-hole orifices case) ········································································································· 51 

Fig. 4.23 Pressure drop w.r.t. inlet velocity variation ································································ 52 

Fig. 4.24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inlet velocity variation (black line: Ma=0.029,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Ma=0.055) ······················································································ 53 

Fig. 4.25 Pressure drop w.r.t. orifice diameter variation ························································· 54 

Fig. 4.26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 diameter variation (black line: 

d/D=0.6,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D=0.067) ······························································· 55 

Fig. 4.27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Ma. 0.029 model) ············· 56 

Fig. 4.28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Ma. 0.029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 57 

Fig. 4.29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Ma. 0.055 model) ············· 58 

Fig. 4.30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Ma. 0.055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 59 

Fig. 4.31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d/D=0.6 model) ················ 60 

Fig. 4.3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d/D=0.6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 61 

Fig. 4.33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d/D=0.67 model) ············· 62 

Fig. 4.34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d/D=0.67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 63 



vi 

List of table 

 

Table 3.1 Orifice geometry and experimental condition [6] ·················································· 11 

Table 3.2 CFD analysis detail for the orifice plate ······································································· 12 

Table 3.3 CFD mesh information ············································································································· 13 

Table 3.4 Computation time w.r.t. geometry modeling ······························································ 17 

Table 3.5 Pressure drop and maximum velocity w.r.t. geometry modeling ·················· 18 

Table 3.6 Acoustic analysis information ····························································································· 20 

Table 3.7 Acoustic analysis mesh information ··············································································· 21 

Table 3.8 Comparison results between experiment [6] and simulation, frequency 

domain and Strouhal number ······················································································································ 27 

 



1 

1. 서론 

1.1. 연구 배경 

 

산업 분야에서 오리피스, 노즐, 밸브 등과 같은 유량계 및 감압시스템이 배관내에 설

치된다. 이러한 배관의 요소들은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변화시키면서 과도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 진동과 소음의 발생은 기계의 피로파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작업자들에게는 피로감으로 인한 작업률 저하 및 소음성 난청 등의 유발로 인체

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어 및 규제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Fig. 1.1 Exhaust system of marine engine 

 

유량계 및 감압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선박용 엔진의 배기 시스템이 있으

며, 배기 시스템의 터보차저는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과다한 배기가스량

으로 인해 터보차저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 4~5%의 배

기가스를 저압 배관으로 bypass 시킨다.(Fig. 1.1) 그리고 EGB(exhaust gas bypass)배

관에서 고압의 배기가스가 저압의 배기가스 receiver에 직접 연결되면 높은 압력에 의

해 receiver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내에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와 

압력강하를 위한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Fig. 1.2) 

engine exhaust gas receiver 

connect to low pressure receiver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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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GB (exhaust gas bypass) duct [1] 

 

EGB 배관의 소음은 오리피스나 밸브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배관계와의 공명

이 원인인 경우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 발생 원인을 규

명하기 어렵다. 또한 주파수 특성에 따라 강한 순음 성분을 발생시키는 휘슬 소음과 넓

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난류 유동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3 Orifice plate 

 

Fig. 1.3은 오리피스가 설치된 배관내의 유체 흐름을 보여준다. 유체가 오리피스를 통

과하면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해 유속 및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vena contracta가 

생성된다. Vena contracta는 유체 흐름에서 직경이 가장 작은 부분으로 유체가 최대 유

속 및 최소 압력의 값을 가진다. 유체가 배관내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압력강하로 인

한 양력의 발생으로 와류가 생성된다. 발생된 와류는 피드백으로 인한 공명으로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강한 순음을 내는 휘슬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박용 엔진의 EGB배관에서 발생한 휘슬링 현상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소음이 기

관실 및 선박 전체로 전파되어 소음 허용 수준을 초과한다고 보고되었고, 이에따라 휘슬

Engine 

exhaust gas 

receiver 

low 

pressure 

receiver 

orifice 

flow direction 

vena contr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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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1.2. 선행 연구 

 

참고 문헌[2,3]에서 오리피스가 설치된 덕트내에 특정 유속이 흐를 경우 순음성분의 

휘슬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리피스의 와류에 의해 발생하는 휘슬링 현

상에 대하여 다양한 오리피스 형상 및 경계조건에서 실험 및 해석을 통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Y. Auregan[4]은 산란 행렬의 고유치 해석을 이용하여 음향 에너지의 소산 및 생성에 

대한 최댓값과 최솟값의 정의를 하였고 층류 유동의 음향 에너지의 소산에 대한 계산 방

법을 제시하였다. P. Moussou[5]의 연구에서는 산란 행렬을 이용하여 입구 유속과 오리

피스의 직경 및 두께 변화에 따른 휘슬링 발생 여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내 음

압 측정을 통해 유속 변화에 따른 휘슬링 주파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각도 45°를 부여할 경우 휘슬링 현상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 Testud[6]

의 논문에서는 산란행렬의 고유치 해석을 이용하여 입구 유속 및 오리피스의 직경과 두

께 변화에 따른 휘슬링 발생 여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A. Kierkegaard[7,8,9]는 실제 모델을 2D 형상으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FEM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음향해석을 진행하

는 hybrid방법을 통해 유체의 흐름에 대한 음장을 계산하였으며 산란 행렬의 고유치 해

석을 통해 휘슬링 발생 가능한 주파수 범위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이정준[10]의 논문

에서는 A. Kierkegaard와 동일하게 오리피스 휘슬링 현상을 규명하였으며, 베벨 두께에 

따른 휘슬링 특성 변화 및 앞단 베벨각도 적용을 이용한 휘슬링 현상 제어 방법을 연구

하고 실선에 적용하였다. 

C. Sovardi[11,12]의 연구에서는 오리피스의 음향 특성에 대해 LES-SI방법을 이용

하여 passive part인 산란행렬을 이용하여 음향이 증폭되는 주파수 범위를 확인하였고, 

소음원 생성에 따른 active part 계산을 통해 평면파 차단 주파수 내의 범위에서 소음 

수준을 계산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음이 증폭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E. Alenius[13]는 

덕트의 단면 형상과 오리피스 직경 및 두께에 대하여 평면파 차단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

수까지 소음 수준을 계산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음향 증폭이 발생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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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배관내의 오리피스에서 발생하는 휘슬링 현상의 규명을 위하여 축대칭 

모델링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휘슬

링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오리피스 모델에 대하여 유사한 

감압성능을 얻으면서 휘슬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리피스의 음향 특성은 passive part와 active part로 나뉜다. Passive 

part는 음의 산란(투과, 반사, 흡수)을 의미하고 active part는 소음원으로 인한 소음 발

생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assive part인 음의 산란을 이용하여 휘슬링을 제

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을 간략히 Fig. 1.4에 나타냈다. 

 

 

Fig. 1.4 Study process 

 

해석 단계에서는 유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해석을 수행하는 hybrid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음향해석에서 주파수 영역 계산에 필요한 평균 유동장을 구하기 위해서, 유동해

석은 시간영역 해석이 아닌 정상상태 해석을 진행하는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RANS) k-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다. 음향해석은 평

면파로 진행하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linearized Navier-Stokes(LNS)을 이용하여 평균 

유동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섭동값에 대한 음의 산란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였다. 모든 

해석은 FEM(finite element method)기반의 수치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에서 진행하였다. 

음향해석의 후처리 과정으로 비선형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평면파로 진행하는 밀도에 

대한 식으로 음장을 표현하여 양과 음의 방향으로 전파되는 평면파로 분리시켰다. 분리

된 평면파로부터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를 구하여 산란행렬을 생성하였고, 산란행렬의 고

유치 해석을 통해 휘슬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범위를 예측하였다. 

Simulation Verification Pos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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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단계에서는 참고 문헌[6]의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휘슬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Strouhal number) 범위, 음향증폭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최소 음향소산비의 값

과 그 지점의 주파수를 비교하였다. 

휘슬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앞단에 bevel 각도를 부여한 오리피스, 이중 오리피

스, 앞단에 bevel 각도 부여한 이중 오리피스, 다공 오리피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입구유속이나 오리피스 직경이 변하는 경우의 다양한 오리피스에 대해

서 휘슬링 제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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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방정식 

2.1. 유동해석 

 

본 연구에서는 뉴턴 유체로 가정하에 Navier-Stokes 방정식을 바탕으로 유동해석과 

음향해석을 진행하였다. Navier-Stokes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방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속방정식은 질량 보존을 나타내고, 출입한 질량유량과 검사

체적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이 같음을 의미한다. 운동량 방정식은 질량을 가지는 유체 입

자의 운동을 해석하는 방정식이다. 에너지 방정식은 열역학 제1법칙을 말하며, 총 에너

지의 변화율은 유체 입자사이에서 열전달에 의한 에너지 변화율과 한 일에 대한 에너지 

변화율이 같음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𝜌

𝜕𝑡
+ 𝜌

𝜕𝑢𝑖

𝜕𝑥𝑖
= 0 (2.1) 

  

𝜌
𝜕𝑢𝑖

𝜕𝑡
+ 𝑢𝑗

𝜕𝜌𝑢𝑖𝑢𝑗

𝜕𝑥𝑗
= −

𝜕𝑝

𝜕𝑥𝑖
+

𝜕𝜏𝑖𝑗(𝑢𝑘)

𝜕𝑥𝑗
 (2.2) 

𝜏𝑖𝑗(𝑢𝑘)=𝜇(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2

3

𝜕𝑢𝑘

𝜕𝑥𝑘
𝛿𝑖𝑗)  

  

𝜌
𝐷𝑒

𝐷𝑡
= −

𝜕𝑝𝑢𝑘

𝜕𝑥𝑘
+ 𝛷 +

𝜕

𝜕𝑥𝑘
(𝜅

𝜕𝑇

𝜕𝑥𝑘
) (2.3) 

𝛷 = 𝜏𝑖𝑗

𝜕𝑢𝑖

𝜕𝑥𝑗
   

 

연속방정식인 식 (2.1)에서 𝜌는 밀도, 𝑢𝑖는 각 방향으로의 속도를 의미한다. 운동량 

방정식인 식 (2.2)에서 𝑝는 압력, 𝜏𝑖𝑗는 유체 표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𝜇는 유체 점성, 

𝛿𝑖𝑗는 Kronecker delta를 의미한다. 에너지 방정식인 식 (2.3)에서는 𝜅는 열전도율, 𝑇는 

온도를 의미한다. 

유동해석에서 난류 유동의 해석 방법은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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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arge eddy simulation),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3가지가 있

다. DNS는 전체에 대한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고, 난류의 모델링 없이 

비선형항을 풀기 때문에 가장 작은 vortex 크기까지 격자 형성으로 매우 높은 컴퓨터의 

사양이 필요하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LES는 DNS과 유사하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고 일부분은 격자의 크기에 따라 필터링을 통해 난류를 모델링하여 해석을 

진행한다. RANS의 경우 정상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DNS나 LES보다 해석의 정확성

은 떨어지나 난류 모델에 따라 특정 부분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해석 시간이 

빠르며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휘슬링 제어 방법을 위한 다양한 해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RANS 

방법을 사용하였다. RANS는 Navier-Stokes 방정식의 변수들을 시간평균항과 변동항

(fluctuation)으로 나타내어 해석을 진행한다. RANS 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𝑢𝑖 = 𝑢𝑖 + 𝑢𝑖
′ ,   𝑝 = �̅� + 𝑝′ (2.4) 

𝑢𝑖 =
1

𝑇0
∫ 𝑢𝑖𝑑𝑡

𝑡+𝑇0

𝑡

  

𝑓̅(𝑥): 시간 평균항, 𝑓′(𝑥, 𝑡): 변동항  

 

식 (2.4)와 같이 변수들을 시간평균항과 변동항으로 표현하여 식 (2.1), (2.2), (2.3)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𝑡
+

𝜕𝜌𝑢𝑖

𝜕x𝑖
= 0 (2.5) 

  

𝜕𝜌𝑢𝑖

𝜕t
+

𝜕𝜌𝑢𝑖𝑢𝑗

𝜕x𝑗
= −

𝜕�̅�

𝜕𝑥𝑖
+

𝜕𝜏𝑖𝑗

𝜕𝑥𝑗
−

𝜕𝜌𝑢𝑖
′𝑢𝑗

′

𝜕𝑥𝑗
 (2.6) 

  

𝐷�̅��̅�

𝐷𝑡
= −

∂�̅�𝑢𝑘̅̅ ̅

∂𝑥𝑘
+ Φ +

∂

∂𝑥𝑘
(𝜅

𝜕�̅�

𝜕𝑥𝑘
) (2.7) 

 

식 (2.6)에서 우변의 마지막항은 레이놀즈 응력항이라고 불리는 비선형항이다. 이를 해

석하기 위해 Boussinesq가정과 난류 모델링을 이용해야 한다. Boussinesq가정은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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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로 이루어진 레이놀즈 응력항을 3개의 미지수와 난류 점성으로 정의하여 나타낸 

것이다. Boussinesq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𝜌𝑢𝑖
′𝑢𝑗

′ =  𝜇𝑡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

2

3
 𝑘𝛿𝑖𝑗 = 2𝜇𝑡𝑆𝑖𝑗 −

2

3
 𝑘𝛿𝑖𝑗  (2.8) 

𝑆𝑖𝑗 =
1

2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   𝑘 =

1

2
𝑢𝑖

′2̅̅ ̅̅
  

 

식 (2.8)에서 𝜇𝑡은 난류 점성, 𝑘는 난류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난류 모델링 방법으로 k-, k- 모델과 두 모델을 결합한 k- SST(shear stress 

transport)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k-의 경우 벽면에서 떨어진 자유 흐름지역에서

는 정확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벽면에서 높은 압력구배가 있을 경우 그 지점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k-는 벽면에서의 결과의 정확성은 높지만 벽면에서 떨어진 자유흐

름의 정확성이 낮은 결과를 보인다. k- SST 방법은 앞의 두 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벽면에서는 k- 방법, 벽면에서 떨어진 지점에서는 k- 방법을 적용하도록 식을 결

합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피스 주변의 벽면과 자유 흐름에서의 해석 정확도 모두 높아야 하

므로 k- SST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𝑘

𝜕𝑡
+

𝜕�̅�𝑘𝑢𝑗

𝜕𝑥𝑗
=

𝜕

𝜕𝑥𝑗
[(𝜇 + 𝜎𝑘𝜇𝑡)

𝜕𝑘

𝜕𝑥𝑗
] + 𝑃𝑘 − 𝛽∗�̅�𝜔𝑘 (2.9) 

𝑃𝑘 = 𝜏𝑖𝑗(𝜕𝑢𝑖 𝜕𝑥𝑗⁄ ),   𝜏𝑖𝑗=𝜇𝑡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2

3

𝜕𝑢𝑖

𝜕𝑥𝑖
𝛿𝑖𝑗) −

2

3
𝜌𝑘𝛿𝑖𝑗   

  

𝜕�̅�𝜔

𝜕𝑡
+

𝜕�̅�𝜔𝑢𝑖

𝜕𝑥𝑖
=

𝜕

𝜕𝑥𝑗
[(𝜇 + 𝜎𝜔𝜇𝑡)

𝜕𝜔

𝜕𝑥𝑗
] + 2(1 − 𝐹1)

�̅�𝜎𝜔2

𝜔

𝜕𝑘

𝜕𝑥𝑗

𝜕𝜔

𝜕𝑥𝑗
+ 𝛼

𝜔

𝑘
𝑃𝑘 − 𝛽�̅�𝜔2 (2.10) 

∅ = 𝐹1∅1 + (1 − 𝐹1)∅2 (𝐹1 = 1 k- model, 𝐹1 = 0 k- model)  

𝐹1 = 𝑇𝑎𝑛ℎ(𝑎𝑟𝑔1
4),   𝑎𝑟𝑔1 = 𝑚𝑖𝑛 [𝑚𝑎𝑥 (2

√𝑘

0.09𝜔𝑦
,
500𝜈

𝜔𝑦2 ) ,  
4𝜌𝜎𝜔2𝑘

𝐶𝐷𝑘𝜔𝑦2
]  

𝐶𝐷𝑘𝜔 = max (2𝜌𝜎𝜔2

1

𝜔

𝜕𝑘

𝜕𝑥𝑗

𝜕𝜔

𝜕𝑥𝑗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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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9)는 𝑘, 식 (2.10)은 𝜔에 관한 식이며 ∅는 해석되는 모델에 따라 사용되는 상

수들을 의미한다. 식 (2.10)에서 𝐹1에 따라 해석 모델과 각 상수들이 정해진다. 각 모델

에서 사용되는 상수들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𝑘 − 𝜔 closure: 𝜎𝑘1 = 0.85,   𝜎𝜔1 = 0.65,   𝛽1 = 0.075  

𝑘 − 휀 closure: 𝜎𝑘2 = 1,   𝜎𝜔2 = 0.856,   𝛽2 = 0.0828  

 

k- SST 난류 모델을 이용하면 난류 점성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낸다. 

 

𝜇𝑡 =
𝜌𝑎1𝑘

𝑚𝑎𝑥(𝑎1𝜔, 𝛺𝐹2)
 

(2.11) 

𝛺 = |𝜕𝑣 𝜕𝑥⁄ − 𝜕𝑢 𝜕𝑦⁄ |  

𝐹2 = 𝑇𝑎𝑛ℎ(𝑎𝑟𝑔2
2),   𝑎𝑟𝑔2 = 𝑚𝑎𝑥 [2

√𝑘

0.09𝜔𝑦
,
500𝜈

𝜔𝑦2
] 

 

𝛽∗ = 0.09,   𝑎1 = 0.31  

 

2.2. 음향해석 

 

본 연구에서는 음향해석시에 LNS(Lineariz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LNS는 섭동(perturbation)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정식이다. 섭동은 변수의 

값이 매우 작다고 가정할 경우 테일러 급수로 표현하여 고차항을 무시하고 근사적인 해

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종합해보면, LNS 방정식은 유동장에 음향가진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한 변동을 섭동항으로 나타내어 비선형항들을 무시하고 해석을 진행하는 방정식이다.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𝜌 =  �̅�(𝑥) +  𝜌′′(𝑥, 𝑡),   𝑢𝑖 =  𝑢𝑖(𝑥) +  𝑢𝑖
′′(𝑥, 𝑡),   𝑝 =  �̅�(𝑥) +  𝑝′′(𝑥, 𝑡)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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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𝜌′′

�̅�
,     

𝑢𝑖
′′

𝑢𝑖
 ,     

𝑝′′

�̅�
) ≪ 휀   ,       휀 ≪ 1 (2.13) 

  

𝜌′′ =  �̂�(𝑥𝑖)𝑒𝑖𝜔𝑡 ,   𝑢𝑖
′′ = �̂�𝑖(𝑥𝑖)𝑒𝑖𝜔𝑡 ,   𝑝′′ = �̂�(𝑥𝑖)𝑒𝑖𝜔𝑡  (2.14) 

 

식 (2.13)과 같이 변수들의 섭동항을 테일러 급수로 나타내어 크기가 미소한 고차항

과 섭동항의 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평면파로 가정한다면 섭동항을 식 (2.14)와 

같이 나타내어 시간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식 (2.12)를 Navier-Stokes 방

정식인 식 (2.1)과 (2.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𝑖𝜔�̂� +
𝜕

𝜕𝑥𝑖
(𝑢𝑖�̂� + �̅��̂�𝑖) =  0 (2.15) 

𝜕𝜏𝑖𝑗(𝑢�̂�)

𝜕𝑥𝑗
−  

𝜕�̂�

𝜕𝑥𝑖
 = 𝑖𝜔�̅��̂�𝑖 +

𝜕

𝜕𝑥𝑗
(�̅�𝑢𝑗�̂�𝑖) + (�̅��̂�𝑗 + 𝑢𝑗�̂�)

𝜕𝑢𝑗

𝜕𝑥𝑗
 (2.16) 

 

음향해석에서 가진을 통해 열의 이동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등엔트로피과정

(isentropic process)을 통해 에너지 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 압력과 밀도의 관계의 식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고 식 (2.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𝑥𝑖
= 𝑐2

𝜕�̂�

𝜕𝑥𝑖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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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오리피스의 휘슬링 발생 주파수 범위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하여 참고문헌[6]의 실험

에서 사용된 오리피스 형상에 대해 유동해석과 음향해석을 진행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실제 문헌[6]에서 실험에 사용한 덕트와 오리피스의 치수 및 유속에 대한 조건은 Table 

3.1에 정리하였다. 

 

Table 3.1 Orifice geometry and experimental condition [6] 

Parameter Value 

Pipe diameter 30mm 

Orifice diameter 19mm 

Orifice thickness 5mm 

Total duct length 6,000mm 

Inlet flow velocity (Ma) 14.5m/s (0.042) 

Fluid Air 

 

3.1. 유동해석 

3.1.1. 유동해석에 대한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로 해석하는 RANS k- SST 모델을 이용하여 평균 유동장을 

계산하였으며, FEM기반의 수치해석 상용 소프트웨어 COMSOL Multiphysics[14]를 사

용하였다. 유동해석에서 내부 유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구, 출구, 벽면에서

의 경계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Fig. 3.1에는 해석에 사용한 형상을 나타냈으며, Table 

3.2에는 유동의 종류, 유체특성, 레이놀즈 수, 경계조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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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Geometry of duct with orifice (unit: mm) 

 

Table 3.2 CFD analysis detail for the orifice plate 

Flow type Incompressible 

Fluid Air (T = 293.15K, ρ = 1.23kg/m3, μ = 1.78e−5Pa ∙ s) 

Reynolds number 30,000 

Boundary 

condition 

Inlet-velocity 14.5m/s (fully developed flow) 

Outlet-pressure 0 Pa (gage pressure) 

Wall No slip 

Up & downstream length 550mm (each) 

 

유동해석을 진행할 때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면과 와류가 생성되는 오리피스 

주변에 격자를 집중시켜 해석하였다. 모든 격자는 사각 격자로 생성하였으며, 총 격자의 

수는 약 12만 개이다. 격자는 COMSOL Multiphysics 5.5 version에서 형성하였다. 유동

해석시 사용한 이산화(discretization)는 Lagrange 기반 P1+P1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P1은 속도에 대해 해석을 1차(linear)로 진행하는 이산화 방법이고 두번째 P1은 

압력에 대해서 해석을 1차(linear)로 진행하는 이산화 방법이다. 

FEM 기반의 COMSOL Multiphysics에서 유동 해석을 위한 이산화 방법으로 P1+P1 

혹은 P2+P1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대칭 모델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휘슬 소음 

제어 방법의 다공 오리피스 모델(4.1.4장)에 대해서는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

행하였다. 3D로 해석을 P2+P1으로 진행하게 되면 큰 자유도로 인해 과다한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P1+P1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3D 모델의 이산화 방법과 통일하기 

위해 축대칭 모델에서도 P1+P1을 사용하였다.  

550 550 5 
∅

3
0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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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FD mesh 

 

유동해석에서 사용한 오리피스 주변의 격자를 Fig. 3.2에 나타냈다. 축대칭 모델을 이

용하였기 때문에 양의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단면에 대해서만 격자를 형성하였다. 오리피

스 주위와 downstream에 와류가 생성되는 부분의 격자를 조밀하게 하였으며, 벽면에 

no slip 경계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벽면으로 갈수록 격자를 더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격자 정보는 Table 3.3에 정리하였다. 

 

Table 3.3 CFD mesh information 

Mesh vertices 122,606 

Quad elements 121,650 

Edge elements 3,950 

Vertex elements 32 

Average element quality 1 

Element area ratio 2.02210-3 

 

Mesh vertices는 총 절점 수, quad elements는 사각 격자 수, edge elements는 가장

자리 요소 수, vertex elements는 꼭지점 요소 수, average element quality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며 1에 가까울수록 직사각형에 가까운 격자 모양을 가진다. 

Element area ratio는 가장 큰 격자와 가장 작은 격자의 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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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동해석 결과 

 

실제 오리피스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2D 모델, 축대칭 (axisymmetric) 모델, 

3D모델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모델링 방법에 따른 유동해석의 결과 비교는 다음장

에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해석을 위해 축대칭 형상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

으며, 해석 결과에 대한 contour 그래프는 양의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단면에 대하여 표

현하였다. 유동해석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포함한 덕트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결과를 오

리피스로 인한 압력과 유속의 변화로 나타냈다. 입구 유속과 최대 유속의 Ma수가 0.3보

다 작으므로 비압축성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밀도와 온도에 대한 변

화는 일정[10]하게 된다. 

 

 

Fig. 3.3 Velocity contour for total duct 

 

Fig. 3.3은 덕트 전체 형상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로 위치에 따라 유속의 변화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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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최대 유속은 53.4m/s (Ma=0.157)이며 오리피스 통과 후 약 0.015m 지점

에서 나타난다. 덕트 전체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면 덕트의 전체적인 양상은 볼 수 있지

만, 덕트 시스템에서 오리피스 주위의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리피스 주

위만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Fig. 3.4 Pressure contour around orifice plate 

 

 

Fig. 3.5 Velocity contour and streamlines around orifice plate 

 

Fig. 3.4은 압력 분포를 contour로 나타낸 그래프이며,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5는 유속과 유선을 같이 나타낸 contour 그래프이

며, 오리피스 통과 후 후류에 와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피스로 인한 덕

트 전체의 압력 및 유속 변화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덕트 전체의 중심선에 대한 

압력과 속도의 분포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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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distribution              (b) Velocity distribution 

Fig. 3.6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at centerline of duct 

 

Fig. 3.6의 (a)는 중심선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오리피스 출구 가까이에서 압력

이 가장 많이 낮아지고 있으며 덕트 출구에서는 입구에 비해 약 1,000Pa의 압력이 낮아

지는 것으로부터 오리피스의 감압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6의 (b)에는 중심축에서

의 속도 분포를 표현하였고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53.4m/s

의 최대 유속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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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형상 모델링 방법 검토 

 

기하학적으로 축대칭인 오리피스에 대한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을 찾기 위하여 2D, 축

대칭, 3D 형상으로 모델링하여 유동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2D의 경우 형상 스케일링[8]

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고, 축대칭 모델은 3D 모델의 양의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단

면만 모델링하여 해석을 하였다. 

 

Table 3.4 Computation time w.r.t. geometry modeling 

Geometry Computation time (hour) 

2D 2.38 

Axisymmetric 1.56 

3D 30.22 

 

Table 3.4 에서는 각 해석 모델에 대한 계산 시간을 정리하였다. 2D 모델은 약 

2.38 시간, 축대칭 모델은 1.56 시간, 3D 모델은 30.22 시간이 각각 소요되었다. 

 

 

(a) Pressure distribution at centerline  (b) Velocity distribution at centerline 

Fig. 3.7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w.r.t. geometry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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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Pressure drop and maximum velocity w.r.t. geometry modeling 

Geometry Pressure drop (Pa) Maximum velocity (m/s) 

2D 955 53.8 

Axisymmetric 997 53.4 

3D 980 53.2 

 

Fig. 3.7에 형상 모델링방법에 따른 유동해석결과를 보였으며, 중심선에서의 압력 분포

와 속도 분포를 (a)와 (b)에 각각 나타냈다. 형상 모델링방법에 따른 압력 강하 및 최대 

유속은 Table 3.5에 정리하였다. 3D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2D 모델은 약 5%, 축대칭은 

약 2%의 압력강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유속은 모든 형

상에 대해 유사하지만, Fig. 3.7의 (b)를 살펴보면 2D모델은 축대칭 및 3D 모델과는 속

도 분포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유체의 흐름이 원형 단면 덕트가 아닌 

무한 평판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유동해석 결과만을 비교한다면 Table 3.5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3D 대신 축대칭 및 2D 모델링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델링 방법의 선정은 음향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3.2장의 모델링 방법에 따른 음향해석 결과 비교를 통하여 모델링 방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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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향해석 

 

유동해석으로부터 덕트 전체의 각 위치에 대한 속도, 밀도, 압력, 점성에 대한 평균 값

을 구하였다. 음향해석에서는 유동해석에서 계산된 유동장 결과에 1Pa 크기의 정현파로 

가진하여 덕트내 각 위치에서의 밀도, 압력, 속도에 대한 섭동량을 구한다. 평면파 범위 

내에서만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1차 모드의 차단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 대

하여 고려하였다. 원형 단면 덕트의 차단주파수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𝑓𝑐 =
𝑐0𝑘1,0

2𝜋
√1 − 𝑀𝑎2 ≈ 6,690𝐻𝑧 (3.1) 

𝑘1,0 =
1.84

𝑟
,   𝑀𝑎 =

𝑈𝑖𝑛

𝑐0
  

 

식 (3.1)에서 𝑘1,0는 원형 단면 덕트에서의 1차 차단주파수에 대한 계수이며, 𝑟은 원형 

덕트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𝑐0는 20C에서의 음속을 의미하며 343m/s의 값을 사용하였

다. 𝑀𝑎는 마하수를 의미하며 입구 유속(Uin)에 대해 0.042(14.5m/s)값을 가진다. 

참고 문헌[2]에 따르면 휘슬링이 나타나는 Strouhal number 범위는 0.2에서 0.4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rouhal numbe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t =
𝑓𝑡

𝑈𝑑
 (3.2) 

  

𝑈𝑑 = 𝑈𝑖𝑛 (
𝐷

𝑑
)

2

⁄  (3.3) 

 

식 (3.2)에서 𝑓는 주파수, 𝑡는 오리피스 두께를 의미한다. 식 (3.3)에서는 𝐷는 배관 

직경, 𝑑는 오리피스 직경을 의미한다. 

해석에 사용된 오리피스의 경우에 식(3.2), (3.3)과 Strouhal number 범위 0.2~0.4 

를 고려하면 1,400~2,900Hz 대역에서 휘슬링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휘슬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주변의 주파수를 같이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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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00Hz에서 3,500Hz까지 100Hz 간격으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음향 해석을 진행하

였다. 

 

3.2.1. 음향해석 경계조건 

 

음향해석시에 사용한 음향 모델, 유체, 가진방법, 경계조건을 Table 3.6에 나타내었다. 

 

Table 3.6 Acoustic analysis information 

Acoustic model LNS(linearized Navier-Stokes), frequency domain 

Fluid Air 

Sound of speed 343m/s 

Source 

(Up & downstream 

excitation) 

1Pa, sinusoidal wave 

𝑝𝑢𝑝_𝑒𝑥𝑐𝑖𝑡𝑎𝑡𝑖𝑜𝑛 = 1[𝑃𝑎]𝑒−𝑖𝑘0𝑧, 𝑝𝑑𝑜𝑤𝑛_𝑒𝑥𝑐𝑖𝑡𝑎𝑡𝑖𝑜𝑛 = 1[𝑃𝑎]𝑒𝑖𝑘0𝑧 

𝑢𝑢𝑝_𝑒𝑥𝑐𝑖𝑡𝑎𝑡𝑖𝑜𝑛 = −
1

𝑖𝜔𝜌

𝜕𝑝

𝜕𝑧
, 𝑢𝑑𝑜𝑤𝑛_𝑒𝑥𝑐𝑖𝑡𝑎𝑡𝑖𝑜𝑛 =

1

𝑖𝜔𝜌

𝜕𝑝

𝜕𝑧
 

Acoustic absorption PML(perfect matched layer) at both ends of the duct 

Wall Slip except orifice (no slip at orifice) 

All domain Adiabatic 

 

음향해석은 평면파로 진행하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 영

역 해석이 아닌 주파수 영역 해석을 위해 linearized Navier-Stokes, frequency domain 

모델[15]을 사용하였다. 유체는 공기를 사용하였고 음속은 1기압, 온도 20℃ 기준 

343m/s로 지정하였다. 산란행렬의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 1Pa 크기를 가

지는 정현파를 upstream과 downstream에서 각각 가진하는 방법[16]을 사용하였다. 

입구와 출구에서 파의 반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 양 끝단에 PML(perfect 

matched layer)조건을 부여하였다. 벽면에서의 경계조건은 배관내에서는 일반적인 음향

의 전파로 slip조건을 부여하였고, 오리피스에는 와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no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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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부여하였다. 벽면에서의 경계조건에 대한 결과 비교는 3.3.3장에서 설명하였다. 

배관 전체는 단열과정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속도, 압

력, 온도에 대한 이산화 방법을 Lagrange cubic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음향 해석시에 난류에 의해 와류가 발생되는 영역에 격자를 조밀하게 형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두 사각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최대 격자 크기는 최대 주파수인 3,500Hz

를 기준으로 한 파장당 10개의 절점이 들어가도록 생성하였다. 총 격자의 수는 약 2.7

만개를 사용하였다. Fig. 3.8에 오리피스 주변에 형성한 격자를 표현하였고, 격자에 관련

된 정보는 Table 3.7에 정리하였다. 

 

 

Fig. 3.8 Acoustic analysis mesh 

 

Table 3.7 Acoustic analysis mesh information 

Mesh vertices 27,132 

Quad elements 26,735 

Edge elements 1,915 

Vertex elements 32 

Average element quality 1 

Element area ratio 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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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향해석 결과 

 

Upstream에서 가진할 경우, 와류로 인한 음향해석에서의 영향을 밀도의 섭동량에 대

해 contour그래프와 중심선에서의 분포로 나타냈다. 

 

     

   

(a) 1,000Hz                              (b) 2,000Hz 

     

   

(c) 3,000Hz                              (d) 3,500Hz 

Fig. 3.9 Contour and centerline distribution of density perturbation 

(upstream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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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에 밀도의 섭동량을 contour 그래프와 중심선에서의 분포로 나타냈다. 중심선 

분포를 살펴보면, 오리피스의 영향으로 음파가 투과하거나 반사되는 산란파가 형성이 되

고 오리피스 부근에서는 와류가 산란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생된 와류는 주파수가 변화함에 따라 와류의 크기가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밀도의 섭동량은 1,000Hz에서 upstream구간의 파의 크기보다 약간 크지만 2,000Hz에

서는 upstream에서의 파의 크기보다 확연하게 커지고 3,000Hz와 3,500Hz에서는 

upstream에서 발생되는 파보다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휘슬링 가능성 

 

음향 특성은 소음원의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수준(active part)과 음의 산란

(passive part)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Fig. 3.10과 같이 오리피스에서 발생한 와류가 

downstream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까지 오리피스의 음향요소로 치환하고, passive part

인 산란 행렬을 two port system[17]을 이용하여 오리피스에 의해 발생하는 휘슬링 발

생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Fig. 3.10 Two port system 

 

(
𝜌2̂−

𝜌1̂−

) = [𝑇+ 𝑅−

𝑅+ 𝑇−] (
𝜌1̂+

𝜌2̂+

) (3.4) 

𝑇+ :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투과계수  

𝑇− :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투과계수 
 

𝑅+ : 상류에서의 반사계수 

𝑅− : 하류에서의 반사계수 
 

 

Acoustic element (around orifice) 

(1 + 𝑀)�̂�2− 

(1 − 𝑀)�̂�2+ 

(1 − 𝑀)�̂�1− 

(1 + 𝑀)�̂�1+ 



24 

식 (3.4)는 two port system을 이용한 산란 행렬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밀도의 아

래 첨자로 표시한 +는 오리피스로 가까워지는 방향을 의미하고, -는 오리피스로부터 멀

어지는 방향을 의미한다. 

산란 행렬의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 음장에서의 밀도를 양과 음의 방향으

로 진행하는 파로 분리해야 한다. 음향해석시 평면파로 진행하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해

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평면파 분해법[8]을 이용하였다. 우선 평면파로 진행하는 음장

의 밀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𝑧) = |𝜌+̂|𝑒𝑖𝜙+𝑒−𝑖𝑘+𝑧 + |𝜌−̂|𝑒𝑖𝜙−𝑒𝑖𝑘−𝑧 (3.5) 

𝑘± =
𝜔

𝑐0 ± 𝑢𝑖𝑛
  

 

식 (3.5)를 공간에 대한 미분을 통해 연립방정식을 사용하면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를 나타내는 식 (3.6)과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를 나타내는 식 (3.7)을 얻을 수 

있다. 

 

|𝜌+̂|𝑒𝑖𝜙+ =
𝑒𝑖𝑘+𝑧

𝑘+ + 𝑘−
(𝑘−�̂�(𝑧) + 𝑖

𝑑�̂�(𝑧)

𝑑𝑧
) (3.6) 

  

|𝜌−̂|𝑒𝑖𝜙− =
𝑒−𝑖𝑘−𝑧

𝑘+ + 𝑘−
(𝑘+�̂�(𝑧) − 𝑖

𝑑�̂�(𝑧)

𝑑𝑧
) (3.7) 

 

Two port system을 이용하여 산란행렬을 구한 후, 산란 행렬의 고유치 해석[4]을 통

해 음향 파워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의 소산에 대해 아래의 식으로 정

의할 수 있다. 

 

𝑃𝑑𝑖𝑠 = 𝑎𝑡̅̅ ̅𝑎 − 𝑏𝑡̅̅̅𝑏 = 𝑎𝑡̅̅ ̅𝑎 − 𝑎𝑡̅̅ ̅(𝑆�̅�𝑆)𝑎 (3.8) 

 

식 (3.8)에서 𝑎𝑡̅̅ ̅는 Hermitian transpose로 행렬 전치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한다. 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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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된 파, 𝑏는 산란된 파, 𝑆는 산란행렬을 의미한다. 산란행렬을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𝑎𝑡̅̅ ̅𝑎 = 1로 표현할 수 있고 Hermitian matrix의 고유치 해석 특성을 이

용할 수 있다. 식 (3.8)을 다시 표현하여 음향 소산 파워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𝑃𝑑𝑖𝑠 = ∑(1 − 𝜆𝑖)|𝑒𝑖|2

𝑖

= ∑ 휁𝑖|𝑒𝑖|2

𝑖

 (3.9) 

  

휁𝑚𝑎𝑥 = 1 − 𝜆𝑚𝑖𝑛,    휁𝑚𝑖𝑛 = 1 − 𝜆𝑚𝑎𝑥 (3.10) 

 

식 (3.9)에서 𝜆는 eigenvalue, 휁는 음향 소산 비, 𝑒𝑖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에너지 보

존 법칙에 의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므로 𝜆의 값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휁값 또한 0과 1사이의 값을 가져야한다. 하지만 특수한 영향

으로 인해 휁값이 음수가 될 경우 입사된 에너지보다 산란된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음향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음향이 증폭된 

주파수 범위를 찾아서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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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석 방법 검증 및 검토 

3.3.1. 실험결과와의 비교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석을 이용한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참고 논문

[6]의 실제 오리피스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휘슬링 현상이 유사한 주파수 범위

에서 발생하는 것을 Fig. 3.11에서 볼 수 있다. 

 

 

Fig. 3.11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frequency domain 

(black circle: experiment [6], red line: simulation) 

 

식 (3,2)를 이용하여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를 주파수 영역에서 Strouhal number으로 

나타내면 Fig. 3.12에서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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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Strouhal number domain 

(black circle: experiment [6], red line: simulation) 

 

Table 3.8 Comparison results between experiment [6] and simulation, 

frequency domain and Strouhal number 

 Domain Experiment Simulation 

Range of whistling 

Frequency domain 1,350~2,450Hz 1,400~2,600Hz 

Strouhal number 0.19~0.34 0.19~0.36 

Point of min. value 

Frequency domain 1,850Hz 1,900Hz 

Strouhal number 0.25 0.26 

Min. value 

Frequency domain -0.86 -1.0 

Strouhal number -0.86 -1.0 

 

Table 3.8은 주파수 영역과 Strouhal number 영역에 대한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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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표이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실험과 해석 결과의 경우 유사한 범위에서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trouhal number 영역에서는 참고 문헌[1]에서 설명

한 0.2~0.4 범위에서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휘슬링 현상과 같이 유체 

진동에 대한 문제의 경우 Strouhal number를 이용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

장에서 소개할 휘슬링 제어 방법에서는 휘슬링 가능성 결과를 Strouhal number범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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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형상 모델링 방법에 따른 휘슬링 가능성 검토 

 

3.1.3에서 유동해석에 대한 형상 모델링 방법 검토를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음향해석

에서도 형상 모델링 방법에 따른 휘슬링 가능성을 비교해 보았다. 2D 모델의 경우 주파

수 스케일링[8]을 통해 3D 모델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주파수로 맞춰주었다. 

 

 

(a) Experiment[6] vs. 2D            (b) Experiment[6] vs. axisym. 

 

(c) Experiment[6] vs. 3D             (d) 2D vs. axisym. vs. 3D 

Fig. 3.13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geometry modeling 

 

Fig. 3.13의 (a), (b), (c)는 각각 휘슬링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실험 결과와 2D, 축대

칭, 3D 모델링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d)는 형상 모델링 방법을 한번에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3.13의 (a)에서, 2D 형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0.2~0.4로 참고 문헌[2]에서의 이론과 일치하지만 실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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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주파수 범위가 이동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b)에서, 축대칭의 경우 실험 

결과와의 비교 그래프 양상은 유사하지만 조금 더 큰 음향 증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에서는 3D 모델의 경우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

에서, 2D 모델의 경우 축대칭과 3D 모델링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축대칭 모델의 경우와 3D 모델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휘슬링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예측하기 위하여 3D 모델로 하는 것

이 가장 신뢰성이 높지만 유동 해석의 결과를 먼저 도출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D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는 축대칭으로 해석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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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음향해석의 벽면 경계조건에 대한 검토 

 

참고 문헌[8]에서 오리피스 벽면에 점착조건(no slip)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와류의 

힘에 의해 더 큰 음향 증폭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오리피스 벽면의 

점착조건 적용 유무에 따른 영향을 휘슬링 가능성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Fig. 3.14 Comparison of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wall boundary condition 

(black circle: experiment [6], blue line: no slip at orifice wall, red line: slip at 

orifice wall) 

 

Fig. 3.14에 오리피스 벽면에 점착 조건의 적용 유무에 따른 영향과 실험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냈으며, 음향소산비의 최솟값은 유사하지만 점착 조건을 부여한 경우 실험 결

과와의 오차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음향해석시

에 와류 세기의 감쇠를 고려하여 오리피스 벽면에 점착 조건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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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휘슬링 제어 방법 

 

이 장에서는 휘슬링 현상의 제어에 대해 3장에서 이용한 축대칭 모델(base model)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참고 문헌[18]을 바탕으로 오리피스 뒷단에 베벨 각

도를 부여한 모델에 대한 결과와 4.1.1장에서는 오리피스 앞단 베벨, 4.1.2장에서는 이중 

오리피스, 4.1.3장에서는 앞단 베벨 이중 오리피스, 4.1.4장에서는 다공 오리피스에 대한 

휘슬링 제어를 살펴볼 예정이다. 4.2장에서는 입구유속 변경과 오리피스 직경 변경에 따

른 오리피스의 특성변화 및 제어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해석에 대한 형상 모델링 방법으로 4.1.1~4.1.3장의 휘슬링 제어 모델의 경우 축대칭 

모델을 이용하였고, 4.1.4장의 다공 오리피스의 경우 3D 모델로 해석하였다. 

휘슬링 제어 방법 적용에 따라 압력강하와 속도 contour에 대한 그래프로 유동해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음장에서의 밀도의 섭동 분포에 대한 contour 그래프를 이용하여 음

향해석의 결과 비교를 하였다. 휘슬링 현상의 제어는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의 비교를 통

해 음향소산비의 최솟값의 부호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모델에 대한 감압성

능을 유지하면서 휘슬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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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휘슬링 제어 방법 검토 

 

참고 문헌[18]에서는 오리피스의 압력강하 향상을 위해 오리피스 뒷단에 베벨 각도 

45° 이상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base model에서 베벨 깊이가 2mm이고, 45°를 기준으로 ±15°인 30°, 

60°의 베벨 각도를 오리피스 뒷단에 부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1 Pressure drop w.r.t. orifices with rear bevel 

 

Fig. 4.1은 뒷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들에 대한 압력강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참고 문헌[18]에서와 같이, base model에 비해 모든 경우에서 압력강하가 약 10%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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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el 30°                        (b) Bevel 45° 

 

(c) Bevel 60° 

Fig. 4.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s with rear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bevel case) 

 

Fig. 4.2는 base model의 오리피스 뒷단에 두께 2mm의 베벨을 부여하였을 때의 휘슬

링 가능성 그래프이다. (a)는 30°, (b)는 45°, (c)는 60°의 베벨 각도를 가지는 오리

피스에 대한 결과를 각각 나타냈다. 뒷단 베벨 오리피스와 base model을 비교하면, 휘슬

링이 발생하는 Strouhal number 범위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베벨을 부

여함에 따라 Strouhal number를 결정하는 특성길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

향 증폭의 크기는 base model과 비교하였을 때, 각도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휘슬링 현상의 완전한 제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벨을 앞단에 

부여한 경우에 대한 오리피스의 휘슬링 현상 제어 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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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오리피스 앞단 베벨 각도 

 

Fig. 4.3 Geometry of single orifice with front bevel (unit: mm) 
 

Fig. 4.3은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 각도를 부여한 덕트의 전체적인 형상이다. 덕트의 직

경은 30mm이고 오리피스 직경은 19mm이다. Upstream과 downstream의 길이는 

550mm이고 오리피스 두께는 5mm, 베벨 두께는 2mm이다. 베벨 각도는 10°, 20°, 

24°, 30°, 45°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4.4 Pressure drop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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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는 앞단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에 대해 압력강하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Base 

model의 경우 압력강하는 약 1,000Pa이고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 각도를 부여함에 따라 

압력강하가 낮아지다가 특정 베벨 각도 이상에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베벨 각도가 10°, 20°, 30°, 45°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압력강하의 

최솟값을 가지는 베벨 각도 24°부여한 오리피스에 대하여 해석을 추가하였다. 

 

  

(a) Base model                          (b) Bevel 10° 

  

             (c) Bevel 20°                           (d) Bevel 24° 

  

             (e) Bevel 30°                           (f) Bevel 45° 

Fig. 4.5 Velocity contour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Fig. 4.5는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을 부여하였을 때의 속도 분포를 contour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a)는 base model, (b)는 bevel 10°, (c)는 bevel 20°, (d)는 bevel 

24°, (e)는 bevel 30°, (f)는 bevel 45°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 범례의 최댓값

은 base model의 최대 유속인 53.4m/s로 설정하였다. bevel 10°는 48.1m/s, bevel 20°

는 39.6m/s, bevel 24°는 39.4m/s, bevel 30°는 40.1m/s, bevel 45°는 47.3m/s의 

최대 유속을 가진다. 압력강하 그래프와 유사하게 bevel 24°까지 최대 유속이 감소하다

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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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se model                         (b) Bevel 10° 

  

              (c) Bevel 20°                          (d) Bevel 24° 

  

              (e) Bevel 30°                          (f) Bevel 45° 

Fig. 4.6 Perturbation of acoustic density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at 1,900Hz) 

 

Fig. 4.6은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을 부여하였을 때의 음향 해석에서 와류에 의한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는 밀도 contour 그래프이다. (a)는 base model, (b)는 bevel 10°, (c)

는 bevel 20°, (d)는 bevel 24°, (e)는 bevel 30°, (f)는 bevel 45°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 base model의 최대 음향 증폭 부분인 1,900Hz의 주파수에서 결과를 

확인하였고, 범례는 base model에 대한 밀도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적용하였다. Bevel 

10°와 bevel 45°에서는 와류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밀도의 큰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bevel 20°, bevel 24°, bevel 30°에서는 와류의 영향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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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el 10°                        (b) Bevel 20° 

 

(c) Bevel 24°                        (d) Bevel 30° 

 

(e) Bevel 45° 

Fig. 4.7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s with front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beve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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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은 base model과 bevel 각도에 대해 휘슬링 가능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a)

는 bevel 10°, (b)는 bevel 20°, (c)는 bevel 24°, (d)는 bevel 30°, (e)는 bevel 45°

를 오리피스 앞단에 부여한 결과이다. 베벨을 부여함에 따라 Strouhal number를 결정하

는 특성 길이들이 변하여 base model에서 휘슬링이 발생하는 Strouhal number 범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vel 10°와 45°의 경우, 음향소산비가 음수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여 휘슬링 현상이 제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vel 

20°, 24°, 30°의 경우에는 음향소산비가 해석 주파수 범위 내에서 0이상의 값을 가지

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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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이중 오리피스 

 

Fig. 4.8 Geometry of double orifice with sharp edge (unit: mm) 

 

Fig. 4.8 은 오리피스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설치한 형상이다. 두개의 오리피스

는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덕트의 직경, 오리피스 직경, 오리피스 두께, upstream 과 

downstream 길이는 base model 과 동일하고 오리피스 사이의 거리(β)를 2D(60mm), 

4D(120mm), 6D(18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4.9 Pressure drop w.r.t. double orifices  

Fig. 4.9는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 사이 간격의 변화에 대한 압력강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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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래프이다. Base model의 경우 압력강하는 약 1,000Pa이고 오리피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압력강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D(180mm)만큼 떨어진 

경우에는 base model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다. 

 

 

(a) Base model (single orifice) 

 

(b) Distance between orifices 2D (60mm) 

 

(C) Distance between orifices 4D (120mm) 

 

(d) Distance between orifices 6D (180mm) 

Fig. 4.10 Velocity contour w.r.t. double orifices 

 

Fig. 4.10은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속도 분포를 contour 그래프로 표

현한 것이고 (a)는 base model (single orifice), (b)는 오리피스 사이의 거리가 2D, (c)

는 4D, (d)는 6D 떨어진 거리에 대한 결과이다. Base model은 53.4m/s, 오리피스 사이 

간격이 2D는 54.5m/s, 4D는 56.7m/s, 6D는 54.8m/s의 최대 유속을 가진다. 이중 오리

피스에서 최대 유속의 경우 압력강하 그래프와는 달리 오리피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리피스가 4D의 거리만큼 떨어진 경우 기존 모

델에 비해 최대 유속이 약 6% 증가하고, 2D와 6D의 경우 base model 보다 약 2%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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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single orifice) 

 

(b) Distance between orifices 2D (60mm) 

 

(c) Distance between orifices 4D (120mm) 

 

(d) Distance between orifices 6D (180mm) 

Fig. 4.11 Perturbation of acoustic density w.r.t. double orifices (at 1,900Hz) 

 

Fig. 4.11은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음향 해석에서 와류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밀도 contour 그래프이다. (a)는 base model (single orifice), (b)는 오

리피스 사이의 거리가 2D, (c)는 4D (d)는 6D 떨어진 거리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

에 대해 base model의 최대 음향 증폭 발생 지점인 1,900Hz의 결과를 표현하였다. 오

리피스 사이의 간격이 2D, 4D, 6D 떨어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음장에 와류의 큰 영향으

로 인해 밀도의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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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D (60mm)                       (b) 4D (120mm) 

 

(c) 6D (180mm) 

Fig. 4.1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double orifices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ouble orifice case) 

 

Fig. 4.12는 base model과 이중 오리피스에 대한 휘슬링 가능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a)는 오리피스 사이의 거리가 2D, (b)는 4D (c)는 6D 떨어진 거리에 대한 결과이다. 

오리피스 사이의 거리가 2D와 4D는 오리피스 간격이 좁아서, 오리피스 서로의 영향으

로 인해 base model에서의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Strouhal number 범위 이외의 영역에

서도 음향 증폭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리피스 사이가 충분히 떨어진 6D의 경우, 

휘슬링 현상은 발생하였지만 음향 증폭이 발생한 Strouhal number 범위는 base model

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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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앞단 베벨 이중 오리피스 

 

Fig. 4.13 Geometry of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unit: mm) 

 

Fig. 4.13은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배치한 모델에 대한 형상이다. 

2개의 오리피스는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오리피스 간격은 오리피스 사이의 영향이 적은 

6D(180mm)로 선정을 하였고, 베벨 각도의 경우에는 4.1.1장에서 휘슬링 현상이 제어

된 20°, 24°, 30°를 선정하였다. 

 

 

Fig. 4.14 Pressure drop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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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는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배치한 모델에 대한 압력강하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4.1.1장을 참고하였을 때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을 부여할 경우 압

력강하가 약 50% 낮아지게 되는데, 이중 오리피스의 압력 강하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이

용하여 base model과 유사한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Base model과 비교하

였을 때 베벨 각도가 20°, 24°, 30°를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한 경우에 대

해서 모두 비슷한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 Base model 

 

(b)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0° 

 

(c)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4° 

 

(d)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30° 

Fig. 4.15 Velocity contour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Fig. 4.15는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속도 분포를 

contour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는 base model, (b)는 bevel 20°, (c)는 bevel 

24°, (d)는 bevel 30°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범례의 최댓값은 base 

model의 최대 유속으로 지정하였다. base model의 경우 53.4m/s, bevel 20°는 

43.5m/s, bevel 24°는 43.2m/s, bevel24°는 44.1m/s의 최대 유속을 가진다. Base 

model과 압력강하는 비슷하지만 최대 유속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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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b)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0° 

 

(c)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4° 

 

(d)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30° 

Fig. 4.16 Perturbation of density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at 1,900Hz) 

 

Fig. 4.16은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 음향 해석에

서 와류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밀도 contour 그래프이다. (a)는 base model, (b)

는 bevel 20°, (c)는 bevel 24°, (d)는 bevel 30°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 

base model의 휘슬링이 발생하는 주파수인 1,900Hz에서 나타냈고, 범례는 base model

에 대한 밀도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적용하였다.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을 부여하여 이중

으로 설치한 경우, 베벨 각도가 20°, 24°, 30°인 모든 경우에서 와류의 영향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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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0°(b)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24° 

 

(c)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30° 

Fig. 4.17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double orifices with front bevel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ouble orifice with front bevel case) 

 

Fig. 4.17은 base model과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

의 경우에 대해 휘슬링 가능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a)는 bevel 20°, (b)는 bevel 

24°, (c)는 bevel 30°를 오리피스 앞단에 부여한 결과이다. 베벨을 부여함에 따라 

Strouhal number를 결정하는 특성 길이들이 변하여 base model에서 휘슬링이 발생하는 

Strouhal number 범위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Bevel 20°와 30°의 경우, 음향소산비가 

음수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휘슬링 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Bevel 

24°의 경우에는 음향소산비가 해석 주파수 범위 내에서 0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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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다공 오리피스 

                   

(a) Orifice with 5 holes          (b) Orifice with 9 holes 

Fig. 4.18 Geometry of cross section of multi-hole orifices 

 

Fig. 4.18에는 다공 오리피스에 대한 단면의 형상이고, (a)는 5개, (b)는 9개의 구멍을 

가지는 오리피스이다. 오리피스의 총 단면적을 base 모델과 같게 하기 위하여 구멍이 5

개인 경우 8.5mm, 구멍이 9개인 경우 6.33mm의 직경으로 하였다. 오리피스의 

upstream과 downstream의 길이, 오리피스 두께는 base model과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Fig. 4.19 Pressure drop w.r.t. multi-hole ori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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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는 다공 오리피스 모델에 대한 압력강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구멍이 5개와 

9개의 모델의 경우 base model에 비해 압력강하가 약 1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a) Base model 

 

(b) Orifice with 5 holes 

 

(c) Orifice with 9 holes 

Fig. 4.20 Velocity contour w.r.t. multi-hole orifices 

 

Fig. 4.20은 다공 오리피스 모델에 대한 속도 분포를 contour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는 base model, (b)는 5 holes, (c)는 9 holes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의 범례 최

대 값은 base model의 최대 유속으로 지정하였다. Base model의 경우 53.4m/s, 5 holes 

오리피스는 53.3m/s, 9 holes 오리피스는 53m/s의 최대 유속을 가지고, 모두 유사한 값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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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b) Orifice with 5 holes 

 

(c) Orifice with 9 holes 

Fig. 4.21 Perturbation of density w.r.t. multi-hole orifices (at 1,900Hz) 

 

Fig. 4.21은 다공 오리피스 모델에 대해, 음향 해석에서 와류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밀도 contour 그래프이다. (a)는 base model, (b)는 5 holes, (c)는 9 holes에 

대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 base model의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1900Hz의 주파

수에서 나타냈고 범례는 base model에 대한 밀도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적용하였다. 오

리피스 구멍이 5개와 9개인 경우 음장에 미치는 와류에 의한 영향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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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fice with 5 holes                (b) Orifice with 9 holes 

Fig. 4.2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multi-hole orifices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multi-hole orifices case) 

 

Fig. 4.22는 base model과 다공 오리피스 모델에 대해 휘슬링 가능성을 비교한 그래

프이며 (a)는 5 holes, (b)는 9 holes에 대한 결과이다. 5 holes 오리피스 모델의 경우 

base model의 휘슬링 현상이 발생 가능한 Strouhal number 범위내에서 음향소산비는 

어느정도 낮아졌지만 음향 증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휘슬링 현상

이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holes 오리피스 모델의 경우 음향소산비가 많

이 낮아졌지만 미세하게 음수인 구간이 있으므로, 음향증폭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휘슬링 현상은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구멍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음향 증폭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오리피스 구멍이 9개보다 더 많아질 경우 휘슬

링 현상은 제어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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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휘슬링 제어 방법 적용 

 

4.1.1장에서 base model에 대한 휘슬링 현상 제어 방법들을 입구 유속 변화 및 오리

피스 직경을 변화시킨 모델에 대해 적용하여 제어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입구 유속 변경 모델은 비압축성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 유속이 Mach number

가 0.3이하인 19m/s에 적용하였고, 또한 base model(14.5m/s)와 19m/s의 동일한 간

격을 고려하여 10m/s인 경우에도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4.23 Pressure drop w.r.t. inlet velocity variation 

 

Fig. 4.23은 입구 유속에 따른 압력강하 그래프이다. Mach number가 0.029는 10m/s, 

base model은 14.5m/s, Mach number가 0.055는 19m/s의 입구 유속 모델이다. 입구 

유속이 증가하면 압력강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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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te of dissipated energy vs. frequency (b) Rate of dissipated energy vs. St. 

Fig. 4.24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inlet velocity variation 

(black line: Ma=0.029,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Ma=0.055) 

 

Fig. 4.24는 입구 유속 변화에 따른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주

파수에 대한 음향소산비를 나타내었다.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휘슬링이 발생 가능한 주

파수 영역이 고주파수로 이동하고 더 큰 음향 증폭이 발생한다. (b)는 Strouhal number

에 대한 음향소산비를 나타내었다. 높은 입구 유속일수록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평균 유

속이 증가하고 고주파수에서 음향 증폭이 발생함에 따라 식 (3.2)의 계산을 통해 동일

한 Strouhal number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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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피스 직경 변화 모델에서 치수의 선정은 base model의 오리피스 단면적에 대해 

10% 증가 및 감소시킨 경우를 해석하였다. 단면적을 10% 증가시켰을 경우 오리피스 

직경은 20mm가 되고 10% 감소시켰을 경우 오리피스 직경은 18mm가 된다. 

 

 

Fig. 4.25 Pressure drop w.r.t. orifice diameter variation 

 

Fig. 4.25는 오리피스 직경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그래프이다. 덕트 직경에 대한 오리

피스 직경비로 표현하였고, d/D가 0.6이면 오리피스 직경은 18mm, base model은 d/D가 

0.63이며 오리피스 직경은 19mm, d/D가 0.67이면 오리피스 직경은 20mm이다. 오리피

스 직경이 증가할수록 압력강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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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te of dissipated energy vs. frequency (b) Rate of dissipated energy vs. St. 

Fig. 4.26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orifice diameter variation 

(black line: d/D=0.6, blue line: base model, red line: d/D=0.67) 

 

Fig. 4.26은 오리피스 직경 변화에 따른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주파수에 대한 음향소산비를 나타내었다. 오리피스 직경 비가 크면 휘슬링이 발생 가능

한 주파수 영역이 저주파수로 이동하고 음향 증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b)는 

Strouhal number에 대한 음향소산비를 나타내었다. 덕트와 오리피스 직경의 비가 클수

록 오리피스의 평균 유속이 감소하고 저주파수에서 음향 증폭이 발생함에 따라 식 (3.2)

의 계산을 통해 동일한 Strouhal number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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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유속 변화 시 휘슬링 제어 검토 

 

입구 유속의 Mach number가 0.029(10m/s)인 경우에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 각도 

20°, 24°, 30°각각 부여한 경우와 앞단 베벨 24°의 이중 오리피스에 대하여 휘슬링 

제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4.27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Ma. 0.029 model) 

 

Fig. 4.27에는 입구 유속의 Mach number가 0.029(10m/s)인 모델에 휘슬링 제어 방

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었다. 오리피스에 베벨 각도를 부여하여 단일

로 설치할 경우 압력강하가 약 50% 감소하고, 베벨 각도가 24°인 오리피스를 이중으

로 설치하였을 때는 약 5% 낮은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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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el 20°                        (b) Bevel 24° 

 

(c) Bevel 30°               (d) Double orifice with bevel 24° 

Fig. 4.28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Ma. 0.029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Fig. 4.28은 Mach number 0.029인 모델에 휘슬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휘슬

링 가능성 그래프이다. (a)는 bevel 20°, (b)는 bevel 24°, (c)는 bevel 30°를 부여한 

오리피스를 단일로 설치하였을 때이며, (d)는 bevel 24°의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

였을 때이다. 제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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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유속의 Mach number가 0.055(19m/s)인 경우에 오리피스 앞단에 베벨 각도 

20°, 24°, 30° 각각 부여한 경우와 앞단 베벨 24°의 이중 오리피스에 대하여 휘슬

링 제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4.29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Ma. 0.055 model) 

 

Fig. 4.29에는 입구 유속의 Mach number가 0.055(19m/s)인 모델에 휘슬링 제어 방

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었다. 오리피스에 베벨 각도를 부여하여 단일

로 설치할 경우 압력강하가 약 55% 감소하고, 베벨 각도가 24°인 오리피스를 이중으

로 설치하였을 때는 약 13% 낮은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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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el 20°                        (b) Bevel 24° 

 

(c) Bevel 30°               (d) Double orifice with bevel 24° 

Fig. 4.30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Ma. 0.055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Fig. 4.30은 Mach number 0.055인 모델에 휘슬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휘슬

링 가능성 그래프이다. (a)는 bevel 20°, (b)는 bevel 24°, (c)는 bevel 30°를 부여한 

오리피스를 단일로 설치하였을 때이며, (d)는 bevel 24°의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

였을 때이다. 제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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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오리피스 직경 변화 시 휘슬링 제어 검토 

 

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18mm)인 경우에 오리피스 앞단에 베

벨 각도 20°, 24°, 30° 각각 부여한 경우와 앞단 베벨 24°의 이중 오리피스에 대하

여 휘슬링 제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4.31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d/D=0.6 model) 

 

Fig. 4.31에는 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18mm)인 경우에 휘슬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었다. 오리피스에 베벨 각도를 부여하

여 단일로 설치할 경우 압력강하가 약 5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베벨 각도가 

24°인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는 약 10% 낮은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다. 

 



61 

 

(a) Bevel 20°                        (b) Bevel 24° 

 

(c) Bevel 30°               (d) Double orifice with bevel 24° 

Fig. 4.32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d/D=0.6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Fig. 4.32은 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18mm)인 경우에 휘슬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이다. (a)는 bevel 20°, (b)는 bevel 

24°, (c)는 bevel 30°를 부여한 오리피스를 단일로 설치하였을 때이며, (d)는 bevel 

24°의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이다. 제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

서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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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7(20mm)인 경우에 오리피스 앞단에 베

벨 각도 20°, 24°, 30° 각각 부여한 경우와 앞단 베벨 24°의 이중 오리피스에 대하

여 휘슬링 제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4.33 Pressure drop w.r.t. whistling control methods (d/D=0.67 model) 

 

Fig. 4.33에는 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7(20mm)인 경우에 휘슬

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었다. 오리피스에 베벨 각도를 부여

하여 단일로 설치할 경우 압력강하가 약 5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베벨 각도

가 24°인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는 약 7% 낮은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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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el 20°                        (b) Bevel 24° 

 

(c) Bevel 30°               (d) Double orifice with bevel 24° 

Fig. 4.34 Potentiality of whistling w.r.t. control methods (d/D=0.67 model) 

(blue line: sharp edge, red line: whistling control case) 

 

Fig. 4.34는 덕트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인 d/D가 0.67(20mm)인 경우에 휘슬링 

제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휘슬링 가능성 그래프이다. (a)는 bevel 20°, (b)는 bevel 

24°, (c)는 bevel 30°를 부여한 오리피스를 단일로 설치하였을 때이며, (d)는 bevel 

24°의 오리피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때이다. 제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

서 휘슬링 현상이 제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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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엔진 배기 시스템 중 한 요소인 EGB배관에 설치된 오리피스의 

휘슬링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참고문

헌의 실험과 동일한 오리피스가 설치된 배관을 축대칭으로 모델링하였고 유동해석 결과

를 이용하여 음향해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hybrid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동해석은 

RANS k-ω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음향해석은 LNS를 사용하여 평면파 범위 

내의 음장을 구하였다. 휘슬링은 1,400~2,600Hz 범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900Hz 부근에서 최대 음향 증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휘슬링 제어 방법으로 앞단에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 이중 오리피스, 앞단 베벨 이

중 오리피스, 다공 오리피스를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base model의 

압력강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앞단 베벨을 부여한 오리피스의 경우, 베벨 각도 20°, 24°, 30°에서 휘슬링은 

제어되었지만 base model보다 압력강하가 약 50% 낮아졌다. 

(ii) 이중 오리피스의 경우, 오리피스 사이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압력강하는 증가하

였지만 휘슬링은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이중 오리피스에 앞단 베벨을 부여한 경우, 휘슬링 현상은 20°와 30°의 베벨 

각도에서 음향 증폭은 감소되었지만 완전히 제어되지 못하였고, 24°에서는 완전히 

제어되었다. 압력강하는 세 경우 모두 base model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다공 오리피스 적용시 압력강하는 10% 정도 감소하지만, 구멍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음향 증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리피스 구멍개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휘슬링 현상이 제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단일 오리피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베벨 각도를 적용한 오리피스 

및 다공 오리피스를 사용하면 휘슬 소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관의 총 

길이가 충분하여 이중 오리피스가 설치 가능한 경우, 베벨 각도를 부여한 이중 오리피스

의 적용이 휘슬 소음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구유속이 변하는 경우와 오리

피스 직경이 변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를 통해 휘슬링 제어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으

며, 실제 오리피스의 휘슬 소음제어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는 유동해석시에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혹은 LES(large eddy simulation)를 이용한 시간 영역에서의 해석을 진행한 후, FFT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active part인 소음 수준을 계산하고 휘슬링 제어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적용하여 소음 수준의 저감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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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easuring flow rate and reducing pressure in duct, an orifice plate is used in 

various areas in the industrial field. Also, an orifice plate is installed in EGB (exhaust 

gas bypass) duct that is an element of marine engine exhaust system. EGB duct is 

aiming to bypass exhaust gas of high pressure to prevent overload of turbocharger 

for improving engine efficiency. When fluid passes through the orifice plate in duct, 

the vortex is created due to sudden change of geometry such as sharp edge. As 

these vortices imping on boundaries, sound impulses are generated. The vortex 

shedding might be affected to form a resonant feedback system which generate tonal 

sound, i.e., whistling. This whistling phenomenon can make high noise level around 

duct system and pipe exit. 

In this study, the whistling phenomenon occurring at the orifice in the pipe was 

investigated through flow analysis and acoustic analysis using an axisymmetric 

model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reference literature. The 

whistling control method by changing the shape of the orifice or applying multi-

orifice was examined.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se control measures for the 

whistling at different orifices is applicable through the analysis for considering the 

variations of inlet flow velocity and orifice diameter. 



 

For an acoustic field simulation, successive analysis is used to conduct acoustic 

analysis using the results of flow analysis, i.e., a hybrid method. In the flow analysis, 

average flow field of the steady state is simulated by using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turbulent model. In the 

acoustic analysis, LNS (linearized Navier-Stokes) equation is simulated within the 

frequency range of the plane wave in a duct. After the scattering matrix is calculated 

by a two-port system with the density of the sound field of a plane wave from the 

results of acoustic analysis, the frequency range of the possibility of whistling is 

predicted through evaluating dissipation of sound power by the eigenvalue analysis 

of the scattering matrix. 

According to comparing results of this analysis and the experiment of reference 

literature, it is verified that the analysis method is reliable. To control the whistling 

phenomenon, an orifice shape change (bevel or multi-hole) and double orifice are 

examined. The whistling has been shown to be controlled by applying 20 ~ 30 bevel 

at the front end of an orifice allowing pressure drop reduction. To control whistling 

phenomenon with sufficient pressure drop, multi-hole orifice or double orifice with 

bevel of the front end can be applied. Through the analysis for changing inlet flow 

velocity or diameter of orifices, it is expected that these control measures for the 

whistling at various orifices c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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